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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주민이 새로운 주 자동차 번호판을 선택하도록 하는 주 전체의 

설문조사 실시  

  

뉴욕 주민은 다섯 가지 디자인안 중 가장 선호하는 하나에 투표할 예정  

  

우승한 디자인은 뉴욕의 공식 자동차 번호판이 되어 2020년 4월부터 사용 가능  

  

새로운 10년간의 자동차 번호판 교체 프로그램 시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새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을 선정하는 주 

전역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투표는 오늘 주지사의 웹사이트에서 열려 9월 2일 

월요일에 마감하며 뉴욕 주민은 다섯 가지 디자인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8월 

21일에 시작하는 주지사의 전시회인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득표한 자동차 번호판이 뉴욕주의 공식 

번호판이 될 것이며 소비자들은 2020년 4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우리의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므로 최종 디자인을 선택할 투표권은 뉴욕 주민에게 있습니다. 구 번호판의 

수명이 다하면 우리는 가능한 가독성이 뛰어난 새로운 번호판을 개발합니다. 모든 

주민이 뉴욕주 역사의 한 부분을 직접 선택하길 바라며 주 박람회(State Fair)는 이를 

위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새 번호판은 대부분 10년 이상 사용된 낡은 엠파이어 블루 앤 화이트(Empire Blue & 

White) 번호판을 대체할 것입니다. 새 번호판이 사용 가능해진 이후,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는 엠파이어 골드(Empire Gold) 번호판 

또한 발급 중지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커미셔너 Mark J. 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번호판을 바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마음을 사로잡고 소비자들이 자랑스럽게 차에 부착할 

디자인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잠시 시간을 내어 제일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https://now.ny.gov/page/s/vote-for-the-next-nys-license-plate-design


 

 

이 콘테스트는 새로운 10년간의 자동차 번호판 교체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뉴욕의 모든 

차량 번호판을 빛을 반사하고 읽기 쉬운 것으로 바꿉니다. 현재 뉴욕주의 3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들은 10년 이상 된 낡은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번호판들은 대다수 손상되고 산화되며 벗겨져 숫자를 읽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읽을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면 읽을 수 없는 번호판 때문에 차를 길가에 세우고 

소환장을 발부받을 위험이 감소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뉴욕의 광범위한 교통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번호판이 낡으면 법 집행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현금을 받지 않는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 사용하는 번호판 판독기(License Plate Readers) 작동을 저해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교체하여 번호판의 

가독성 문제를 없앨 것입니다.  

  

2020년 4월에 시작하는 번호판 교체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2년간 소비자들이 자동차 

등록을 갱신할 시 10년 이상 된 번호판의 경우 새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자동차 소유주의 

등록 갱신 요금에 현재의 번호판 교체 요금 25달러가 추가될 것입니다. 추가 요금 

20달러를 내면 현재 번호판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원본 발행과 갱신 모두 

2020년 4월 1일에 시작됩니다.  

  

뉴욕주 차량관리부(DMV)는 주의 공식 번호판 외에도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커스텀 

번호판을 200개 이상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커스텀 번호판의 전체 목록은 뉴욕주 

차량관리부(DMV)의 웹사이트 https://dmv.ny.gov/plates/pl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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